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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사이버 비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해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검토된 일반긴장

이론, 비행기회 이론을 심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한 이후 한국 아동·청소년 패 등학교 4학년을 상으로 한 패 4차

자료와 7차 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이 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이버 비행에 향을 주는 요인을 종단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 다. 연구방법은 STATA 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이버 비행을 지르는 결정요인을 패 로짓

분석을 통해 살펴본 다음 이후 패 토빗확률효과 모형을 통하여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횟수에 향을 주는 요인들에 해

분석하 다. 분석결과, 사이버 비행횟수와 련해서는 성인매체몰입, 컴퓨터 사용시간, 휴 폰 의존 정도는 사이버 비행횟수

를 증가시켰으며, 연령증가, 부모의 양육태도 심 감독은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횟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패 로짓, 패 토빗, 청소년, 사이버 비행, 성인매체몰입, 비행기회이론, 긴장이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at factors affect cyber-delinquency after examining the 

previous research focusing on the general strain theory and the delinquency opportunity theory in the existing studies. 

And as adolescents move from middle school to high school,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what factors affect 

cyber-delinquency from a longitudinal perspective using KCYPS(Korea Child and Youth Panel Survey) elementary 

4th grade  fourth and seventh data. The adolescence cyber-delinquency probability of occurrence were analyzed 

through the panel logit fixed-effect model using STATA. And then the cyber-delinquency frequency of adolescents 

were analyzed through the panel tobit random-effect model.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actors affecting 

cyber-delinquency frequency, Adult media commitment, computer use time, and cell phone dependency increased 

cyber-delinquency frequency. On the other hand, among the parenting attitudes, the attitude of supervising attentively 

and adolescents’ age-increasing decreased cyber-delinquency frequency. 

Key Words : Panel logit, Panel tobit, Adolescent, Cyber-delinquency, X-rated media commitment, Delinquency 

opportunity theory, General strai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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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사회는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빠르고 편

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가구 가구원 개개인이 디

지털TV, 데스크톱컴퓨터, 노트북, 태블릿PC, 휴 폰 등

다양한 미디어 기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 스마트폰 이

용자는 2017년 기 84.8%로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학생의 스마트폰보 률은 2016년 90%를 돌

한 이래 꾸 히 증가하고 있으며고등학생의 스마트폰

보 률 한 2017년 93.5%에 이르 다[1]. 미디어 기기

근율이 무도 쉽고 빠른 실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을 살펴보았다. 2018 청소년 통계에의하면 2017

년 13세~24세청소년 주 여가시간은컴퓨터게임이나

인터넷 검색(68.3%), TV시청(64.3%), 휴식활동(60.5%)

으로 부분의 청소년은 미디어 기기를이용한 여가활동

을 하 다[2]. 십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시간은 일주일

에 평균 15시간 54분으로 하루평균 2시간 24분가량사용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십 청소년들은 신체 으로

최 의 성장이나 갑작스러운 감속을 경험하며이러한 고

르지 못한 신체 발달로 조정력이 부족해진다. 호르몬이

분비되고 2차 성징이 가 르게 나타나며 신체 수행력

은 높아지나 단과 신 함은 부족해진다. 이러한 혼란

으로 야기된 정체성 기를 겪으며 역할 혼동이나 정체

감 혼돈의 상태에서 비행이나 정신질환이일어나기 쉽거

나 타인과 과잉 동일시를 가질지도 모른다[3]. 이러한 정

체감 혼돈에서 오는 불안과 우울감이사이버상에 투 되

어 사이버 성폭력이나 타인과의 동일시로 인한 아이디

도용이나 사이버 스토킹 등의 사이버 비행과 같은 문제

로 연결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을 통한 청소년 사이버

비행의 유형은 사이버 갈취, 사이버 감옥,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명령, 사이버 비방,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스토

킹, 사이버 왕따 놀이, 아이디 도용, 안티카페, 이미지 불

링, 이 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Table 1과 같이

분류하 다[1].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사이버 공간의 역

기능 상은 해킹이나 바이러스 확산에 한 처벌이나

규제와 같은 강한 사회 반응을 낳으며 사회 피해의

정도는 크다. 한 사회 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

는 것으로 합의되는 범죄행 에서부터 건 하지 않은 정

보의 유포,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폭력 언어를 사용

하는 등 간수 의 행 들 는 사이버 게임에 과도하

게 몰입하는 인터넷 독 상 등이 포함된다. 후자의 경

우는 다른 범죄행 문제 행 와는 달리 부정 반응

이 상 으로 그 강도가 약하거나 물리 , 물질 피해

가 그다지 발생하지 않는 행동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4].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기 주요 사회 계는

래집단에서 발생하며 이 시기는 인간 발달 가장

요한 발달 단계로 본다. 래 간의 의사소통과 신뢰가

래애착에 향을 주며 공격성과 사이버 비행의 완 매개

효과를 갖는다. 그리고 래집단에서 소외가 일어나면

공격성이 증가하며 사이버 비행에 향을 다[5]. 청소

년이 사회 소외를 경험을 할수록, 우울감을 느낄수록,

Type Definition

Cyber Stalking
The act to send message, picture, photo continuously and cause fear, anxiety to the other side despite through internet
or cell phone despite he/she expresses denying message.

Cyber Slander To convey abuse, profanity, or insulting messages to a person through the Internet or smart phone.

Image Bullying To spread photos or videos that you do not want others to know about to blame or insult someone.

ID Theft Act on the cybercord as if it were the person using the ID of a specific person.

Cyber Extortion
To require money, cyber money, characters, etc. from a specific person using the Internet or a smart phone, or to incur
costs such as data or micropayments.

Sexting To send a sexual message to a specific person.

Cyber Jail To prevent someone from leaving an Internet chat room or a smart phone, or to slander or abuse someone.

Cyber Exclusion To exclude specific person from the friend group list on cyber, or to refuse or exclude friend requests.

Flaming
Intentional behavior that causes a specific person to reveal a problem by stimulating a specific person and deliberately
causing dispute or disruption.

Cyber-order Using Internet or smart phone to force specific person do unwanted behavior or to give specific person an errand.

Anti-cafe To create and operate a site or bulletin board on cyber for the slander, profanity, bullying, etc to specific person.

Cyber bullying Play Abusing, defaming, or insulting alternately a person who belongs to a specific person in the same group.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6

Table 1. Cyber-violence type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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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애착 부모애착이나 교사 애착이약화되어 사이버

비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6]. 청소년들의 사이버

비행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우 다른양상을 보이는데

남학생의 경우 사이버 비행 변동이 크며, 아버지가 졸

이하이며 어머니의 직업이 있는 경우 빈도가 높았다. 그

에 반하여 여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직업이 없는 경우가

사이버 비행을 많이 하 다. 한 여학생이며 비특수목

고에 다니는 충청·강원 지역에 사는 경우 사이버 비행

의 빈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아 청소년기의 성별, 학교유

형 그리고 거주 지역에서 사이버 비행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7].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연령이 증가할수록 실

제 비행경험은 진 으로증가하는데[8-10], 학교 3학

년때 실제비행이 많을수록 고등학교 1학년시기에 사이

버 비행경험이 많아지고, 학교 3학년때 사이버비행이

많을수록 고등학교 1학년 때 실제 비행의 경험이 높다는

연구[10]와 같이 사이버 비행과 실제비행을 지르는 것

의 상 계가 매우 함을 알 수 있다.

래 사회 계에서 비행을 증가시키는 요인인 소외감

과 학 로 인한 청소년 우울은 성인매체 독 상으로

나타나는데[11], 그리고 성인매체몰입이 증가하는 원인

으로 휴 폰 과사용이 있다[12]. 학 는 공격성 휴

폰 의존도를 증가시키고, 다시 휴 폰 의존도와 공격성

은 성인용 매체 몰입도를 증가시키는 계가 직 ·간

으로 존재한다[13]. 그리고 감정으로 인한 긴장은 우울

감에 큰 향을 미치며 이러한 우울은 휴 폰 의존이 매

개효과로 나타나 성인매체몰입에 향을 다[14]. 사이

버 비행은 도박행동과 도박 독과의 간 매개체이며 비

행 청소년들의 경우 일반 청소년들보다 도박 행 사

이버 비행 비율이 높아진다[15].

2017 인터넷 법제 동향보고에 의하면 국회는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한 법률을 제안하

다. 청소년들 사이에 음란물 등 온라인상 유해물이

속도로 확산되는 상과 무차별 으로 유포되는 유해정

보의 차단을 한근본 책을 한 것이다. 이 법률안은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도박, 성매매·음란, 명 훼손, 욕설·

차별·비하 발언 등의 선정 이고 폭력 인 방송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불법정보 는 청소년 유해정보

가 사이버상에서 유통되고 있으나 마땅한규제가 없다는

필요성을 제기하 다[16]. 이러한 정부 정책 방향에 더불

어 청소년 사이버 비행과 성인매체몰입에 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 다.

그리고 시기별로 세분화하여 청소년 발달 성장을

보아야 함을 제기하고 있는데, 횡단 연구로는 외상후성

장의 힘인 회복탄력성의 높낮이를 단하는 것에 한계

이 있으므로 · ·고의세 시 을종단 연구하여 청소년

시기의 발달은 특히 성장함을 주목하 다[17]. 신체 ·심

리 ·환경 측면에서 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기

는 과도기 단계에 있으므로 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4차 년도에 걸친 종단연구를통해 휴 화와

련된 응문제 근을 집단별로 차별 인 개입을 수립

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18]. 그리고 학교에서 고등학

교 과정에 이르는 청소년들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 생활 패턴과 인성의 변화를 어떤 매체를 이용하

는가에 따라 성편견이나 자기만족과 같은 개인 이며 주

속성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결과[19]가 있다. 이와 같

이 청소년 시기는 빠른 성장을 하며 변화 양상이 시기별

로 다양한데, 특히 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행하는 시

기에는 사회 ·신체 ·심리 변화가 이 시기에 비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다이내믹한 발달 특성을 가진 청

소년기를 특정 한 시기만 추 하여 보는 것보다 성장 발

달에 따른 변화를 살펴볼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연구

에서는 성인매체몰입이 사이버 비행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지 살펴보기 해 등학교 4학년을 상으로 한 한

국 아동 ·청소년 패 제4차 자료와제7차 자료를 분석하

다. 이 연구는 일반긴장 이론과 비행기회 이론을 입

하여 성인매체 컴퓨터 사용시간, 휴 폰 의존정도, 부

모의 양육태도, 연령성숙, 청소년의 정서 등이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의 발생과 비행횟수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를 고찰하고자 한다.

2. 론적 배경 및 행연

2.1 청 년 사 버 비행 론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크게

비행기회이론, 일반긴장이론, 자기통제이론 등이 있는데

[20], 본 연구에서는 비행기회이론과 일반긴장이론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비행기회이론(Opportunity Theories)을 주장한 Cohen

& Felson에따르면 범죄의 발생요인을 동기가 부여된 범

죄자(motivated offender), 당한범행 상(suitable targets),

범죄를 억제할 능력 있는 감시인의 부재(abse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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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ble guardians)를 제시하고 있다[21]. 청소년들의 사

이버 비행은 다양한 요인들 인터넷 사용시간에 심

을 갖는 비행기회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며[22,23], 비행

기회이론에 의하면 우연히 비행기회에 노출되는것이 비

행의 원인으로 가장 요하다고 할 수 있다[24]. 이외에

도 인터넷사용시간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25] 뿐만 아

니라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에 향을 주는데, 여러 연구

[20,24,26]에서인터넷 사용 시간은 청소년 사이버비행에

정(+) 인 향을 다는 결과를 도출하 다. 청소년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환경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휴 폰을 이용하는 형태로 변화하여 인터넷 근이 더욱

쉬워지고 인터넷 사용하는데 구애 받지 않는 환경으로

바 었다.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은 Agnew에 의

해 정립되었는데, 사회심리 에서 개인의 미시

수 의 긴장이 개인의 행동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 다. 일반긴장이론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시기

으로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긴장을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불안감, 우울감, 공격성, 좌 감 등이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부정 감정을 경험한 청소년은

이를 완화 는 잊기 한 행 로서 사이버 범죄를 지

를 수 있다는 것이다[27]. 청소년에게 긴장을 야기하는

것으로 부모의 권 이며 통제 양육태도를 요인으로

볼 수있다[28]. 통제 부모의 경우자녀에 한 시간 사

용과 행 에 한직 통제, 친구들과 교제를 하는 방

법 등에 한 부모 간섭이 강할 수 있다. 통제 부모는

자녀들의 의사표 자유를 제한하고 여러 가지 규율을

부과하여 이후감독하여지켜지는가를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통제과정에서자녀들은긴장감을느낄수있다[29].

일반긴장이론에 바탕을 두고 진행된 연구로는 휴 폰

의존, 공격성이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에 심을둔 연구들이 있다. 청소년의 휴 폰 의

존도가 직간 으로 사이버 비행에 유의미한 향을 주었

고[30], 청소년의 래애착 소통 신뢰 계의 매개효과

가 검증되어 공격성이 사이버 비행을증가시킨다고 보고

하 다[4].

2.2 사 버 비행

스마트폰의 이용률은 2011년 21.6%에서 2017년

84.8%이며 휴 폰 보유율은 95%로서 지속 이며 속

히 증가하고 있다. 태블릿PC 보유율 한 꾸 한 증가추

세를 보이고 있다[1]. 스마트폰이 보 이 속히 증가하

면서 사이버 비행은 새로운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

이버 비행은 과거 컴퓨터 사용을 통한 인터넷 공간을 넘

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SNS을 통한 가상공간

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스마트폰의

보 이 상당한 역할을 하 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사이버 비행에 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조 씩 다르

지만, 공통 인 내용은 직 인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

고,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청소년의 일탈행 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직 인 물리력을 동원하

지 않는다는 것이 사이버 비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이버 비행 당사자에게도 책임감

을 느끼지 못하게 하여 확장성이 높아진다[31]는 에서

사이버 비행은 더 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이버 비행에 한 기 연구는 사이버 비행의 정의

와 분류에 을 두었다. 연구자들에 따라 사이버 비행

과 범죄를 구분짓는 연구자가있는가하면 두가지용어

를 동일한 범주에서 사용하는연구자도 있다. 좀 더살펴

보자면, 사이버비행을 법 규정에 명시되고이에 한 일

탈을 사이버 범죄로 규정짓고, 이것보다 약한 수 의 법

에 의해규제가아닐 수도 있고규제될수도있는 행 로

간주한 연구가 있다[32]. 반면에, 사이버 비행이 성립하

기 해 필요한 요소 하나로서 반복성을 주장한 연구

[33]도 있다. 연구자에 따라 사이버 비행을 매우 엄격하

게 정의하고 있는데, 고의성, 반복성, 행 의 자기인식,

자기기의 이용으로 사이버 비행을 정의하고 있다[34].

최근 연구 동향은 사이버 비행을 매우 폭넓게 정의하

고 있다. 사이버 비행을 청소년에 을 맞춘 용어로 정

의하고[35], 비행은 청소년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개념으

로 범죄학, 사회학, 교육학 등에서 연구되고있는 것이 추

세이다. 즉 사이버 비행은 청소년이 행하는 사이버상의

문제행동 일탈행 로써 ‘청소년’이라는 상에 국한된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청소년의 경우 범죄라는 용어

신에 비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청소년의 사이버 일탈

행 를 법 인 에서 단하기보다는 규범 측면에

서 단하며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시기 상황과 지 에

서 발생하는 사회 상으로 보아야 한다[7]. 이러한

에서 본다면 청소년이라는 시기가 지나면 사이버 비행이

감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기존 연구에 따르

면 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행하면서 사이버 비행은 감

소[20]하는 것으로 일부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휴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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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 따른 사이버 비행 행태에 한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사이버 비행의 행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큰

험집단으로 분류되고있는데[7], 이는 남학생이 사이버

비행에 더 많은 노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라 할 수있겠다. 한 청소년이 사회 계에서 우울

과 소외를 느낄수록 부모애착이 약화되는 연구를 통해

약화된 애착요인을 사이버 비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보았다[6]. 그러므로부모애착은 부모의양육태도가 요

한 역할을할 것이며, 부모감독, 애정이나부모학 방

임이라는 부모 양육태도는 사이버 비행에 향을 것

이라 볼 수 있다.

2.3 매체몰

기존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의 독립변수

로서 인터넷 사용시간, 휴 폰의존, 공격성, 정서 변수

들을 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범

람하고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이나 웹툰 등에 한 사회

이슈가 두되고 있음을 주목하여 성인매체에 한

청소년의 몰입도가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에미치는 향

에 해 분석하고자 하 다.

최근 들어 성인매체물은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

며, 청소년의 성인매체물에 한 근 한 이 보다 훨

씬 용이한 실정이다. 이는 휴 폰의 보 으로 인한 인터

넷 콘텐츠에 한 근이 이 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쉬워졌기 때문으로 단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성인

매체에 한 몰입정도를 종속변수로 하여청소년의 성인

매체몰입에 향을 주는 요인들에 한연구가 부분이

었다.

성인매체몰입에 해 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모의

학 방임, 공격성, 휴 폰 의존도가 언 되었다. 휴

폰 과사용이 성인용 매체 독에 향을 다는 연구가

있으며[12], 부모의 학 방임이 청소년의 성인매체몰

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13], 이 연구에서

는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성인매체몰입에 향

을 다고 보고하고 있다. 부모의 방임이나 학 로 인한

긴장이 성인매체몰입에 매개 효과를 다는 연구[14]와

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상의 연구에서 보면 성인매체몰입에 향을 주는

변수로서 부모의 양육태도, 휴 폰 의존, 공격성 등이 주

로 언 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Agnew의 긴장이론에 설

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는 요인들이다. 통제 인 부모, 휴

폰 의존도, 공격성 등은 청소년의 긴장을 강화시키고

이를 해소하는 과정으로서 성인매체몰입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으며, 성인매체몰입도의 증가는

자기강화를 통해 성인매체몰입을 증가[36]시킬 수 있으

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은발생할 수 있다

고 단된다. 따라서 성인매체몰입은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에 요한 향을 미칠 것이라 추정된다.

기존의 성인매체몰입에 한 연구는 주로 성인매체몰

입을 종속변수로 하여 진행되었는데, 성인매체몰입을 독

립변수로 두고 이것이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매체몰입이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에

해 어떠한 향을 주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3. 연 대상 료 및 연 형

3.1 연 대상 료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 아

동·청소년 패 조사 등학교 4학년의 자료를 사용하

는데, 학교 1학년 시 과 고등학교 1학년 시 사이의

청소년 사이버 비행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기 해서 4차

자료(2013년)와 7차 자료(2016년)를 상으로 통계 로

그램 STATA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총 표본은 4차 자료 7차 자료는 각각 2,378개의 패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에서 사이버 비행 응답에서

무응답 자료 685개와 가구소득에서 무응답 자료 295개,

휴 폰 의존도 항목에서 무응답 154개 자료를 제외하

다. 그리고 패 분석을 해 균형패 로 구성하기 해

2013년과 2016년 모두 유지되는 패 에 하여 분석하기

해 표본자료를구성한결과, 체 각년도 2,378개 패

에서 1,561개를 추출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3.2 연 형

본 연구에서는 첫째, 학교 1학년 시기와 고등학교 1

학년 시기 사이의 사이버 비행 발생 여부를 종속변수로

두고, 패 로짓분석을 통하여 두 시기 사이에서 청소년

사이버 비행발생 여부에 한 분석을 수행한다. 패 로

짓분석은 종단 측면에서 특정 사건의 발생여부에 한

분석을 용이하게 해주는 통계 기법[37]으로서 추정계

수는 종속변수에 한 상 확률을 추정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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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동일한 자료에 해패 토빗분석을수행하

는데, 패 로짓분석은 두 기간 사이에서 청소년의 사이

버 비행을 지르는지여부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면,

패 토빗분석에서는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횟수에 한

독립변수의 향을 분석한다. 아동패 에서 청소년의 사

이버 비행은 크게 6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

지 않는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도 존재하므로 사이버 비

행횟수가 0으로 보고되었다 해도 이들 찰치들은 동일

한 의미에서 0이라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경우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횟수에서 0으로 보고된 수치는 좌

측 도 단 자료 헝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이버 비행횟수의 경우 사이버

비행에 한 응답 0에해당하는 비율이 87%로서 해당

하지 않는 비율이 매우 높아서 자료의 형태가 정규분포

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패 토빗분석을 실시하게 되며

[38], 이 자료의 경우는 좌측 도 단 패 토빗모형을

선택[37,39] 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Middle school 1yr
Cyber

Deliquency
→

High school 1yr
Cyber

Delinquency

Fig. 1. The study model

종속변수1 : 사이버 비행 발생 여부 0, 1
종속변수2: 사이버 비행횟수
독립변수 : 성인매체몰입, 컴퓨터 사용시간, 휴 폰의존도,

연령증가, 양육태도(부모 심, 애정) 자존감,
자아탄력성, 자아정체성, 성별, 가구소득

3.2.1 연 형1 : 패널 로짓 회귀

 
         

     
  

  : 사이버 비행을 지르면 1, 그 지 않으면 0

  : 성인매체몰입, 컴퓨터 사용시간, 휴 폰의존도,

연령증가, 양육태도(부모 심, 애정) 자존감, 자

아탄력성, 자아정체성, 성별, 가구소득

3.2.2 연 형2 : 패널 토빗 

          

  : 사이버 비행횟수

  : 성인매체몰입, 컴퓨터 사용시간, 휴 폰의존도,

연령증가, 양육태도(부모 심, 애정) 자존감, 자

아탄력성, 자아정체성, 성별, 가구소득

3.3 변수  조 적 정

3.3.1 종 변수 : 청 년 사 버 비행

사이버 비행은 청소년이라는 지 에서 발생하는 사회

일탈 상으로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규범

일탈행 를 의미하는데,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을 측정하

기 해서 한국 아동·청소년 패 조사에서는 사이버 비

행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설문 측정하 다. 사이버 비

행문항은 “채 /게시 등에 일부러 거짓정보 올리기”,

“불법 소 트웨어 다운받아 사용하기”, “다른 사람의 아

이디나 주민번호를 허락 없이사용하기”, “채 하면서 성

별이나 나이속이기”, “다른 사람의 컴퓨터나웹사이트 해

킹하기”, “채 /게시 등에서 욕이나 폭력 인 언어 사

용하기”로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험여부(있

으면1, 없으면 0)와 지난 1년간 사이버 비행횟수를 묻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목별 비행경험여부를 총 6문항에

해 합산하여 0보다 크면 사이버 비행 유경험으로 정의

하고 사이버 비행횟수는 총 6문항에 해 1년간 경험횟

수를 합산하여 사이버 비행횟수로 정의하 다.

3.3.2 독립변수 

1) 매체의존도 이용

가) 성인매체몰입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성인매체몰입에 한 선행연구

[11-13]를 바탕으로 한국아동·청소년 패 조사 항목

에서 성인매체몰입에 한 8개 항목을 사용하 다. 한국

아동·청소년 패 에서는 총 8개 항목에 하여 리커트

(Likert) 4 척도로 ‘매우 그 다~ 그 지 않다’로

조사되고 있으며, 학교 1학년부터 설문조사에 포함하

고 있다.

나) 컴퓨터 사용시간 휴 폰 의존도

컴퓨터 사용시간은 청소년으로 하여 사이버 비행에

근할 기회를 증가시키는데[20], 이는 Cohen & Felson

의 비행기회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21]. 그리고 인터넷

의 이용은 컴퓨터의 이용뿐만 아니라 최근 10년 동안 보

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용속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휴 폰 의존도는 청소년의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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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비행을 설명할 수 있는 요한 변수로 취 된다.

주 컴퓨터 사용시간과 주말 컴퓨터사용시간을 합산하

여 컴퓨터 사용시간으로 측정하 으며, 휴 폰 의존도

측정은 총 7개 항목으로 1 ~4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2)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를 모니터링(감독), 애정, 학 , 방임으로 나 어 살펴볼

것이다. 긴장이론에서 보면 부모의 통제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비행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는데, 통제 인

부모의 경우 자녀의 의사표 의 자유를 제한하며, 자녀

에게 여러 가지 규율을 부과한 후 그것이 지켜지는지에

한 감독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29].

이러한 측면에서 학 방임은 청소년의 사이버 비

행에 정 (+)인 향을 주며, 보모의 자녀에 한 심

모니터링 태도는 비행기회이론에서 비행의 기회를 일

수 있는 측면에서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을 감소시킬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3.3.3 통제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계를 규명하기 해서

종속변수에 향을 주는 요한 변수들을 포함시켜 통계

으로 통제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성인매체몰입과 매

체환경,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과의

계를 규명하기 해서 기존 연구를 검토하여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에 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를 통제변수로 사

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연령의 증가, 청소년의정서, 성

별 가구소득을 통제변수로 사용하 다. 연령의 증가

는 청소년의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

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 사이버 활동공간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사이버 비행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청소년의

자존감, 자아탄력성, 자아정체감은 청소년의 정서에서 주

요하게 다루어지는 변수이며, 성별 가구소득 역시 청

소년의 사이버 비행에 하여 일정정도 향을 주는 것

으로 언 되고 있는데, 청소년을 개인 특성별로 나 어

사이버 비행 험군과 안 군으로 나 어 연구하 는데

[7], 이 연구에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가구소득이 높

거나 낮은 집단의 남학생이 사이버 비행 험군으로 분

류된다고 언 하고 있다.

Korea Child and Youth Panel Survey Study Variable

Personal
development

Physical Body change, Health awareness, Health problem

Intellectual School performance, Learning habits

Social emotion
Emotion, Self-awareness,

Goal of life,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Self-Resilience,
Self-Identity

Delinquency
Delinquency, Delinquency damage, Delinquency

friend
Cyber-Delinquency

Life time Sleep time, study time, leisure time

Development
environment

Family
environment

Family composition, Parenting attitude, Absence of
guardians, Pocket money

Supervising attentively, Affection, Abuse,
Neglect

Friendship
Peer attachment, Parent-friend relationship, Friend of

opposite sex

Educational
environment

Transfer experience, School adjustment, After-school
education

Community
environment

Community, Multicultural awareness

Media
environment

Computer, Cell phone, Cyber-delinquency, X-rated
media

X-rated media commitment, Computer
use time,

Cell phone dependency

Activity Culture
Environment

Experience activities, Club activities, Travel and
cultural activities, Visits abroad, Religious activities,

Fandom activities

Others Background variables, Panel management Gender, Income, Age-Increasing

Table 2. The Choice of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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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4.1 술통계 약

아래 Fig. 2에서 특징 으로 나타나는 것은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은 청소년이 연령이 증가할수록감소하는 양

상을 보이고 있으며, 성인매체에 한 몰입도는 증가하

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청소년의 성숙

발달에 따른 상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사이버 비행

의 세부 내용을 2013년과 2016년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

과 같다.

2013년과 2016년 사이의 한국아동·청소년 패 자료

에 나타난 청소년 사이버 비행은 청소년 연령이 학교

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서 반 으로 감소하나 타인

의 아이디 주민번호 도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욕 는 폭력 언어를 사용하는비행이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 다.

Fig. 2. 2013-2016 Adolescent cyber-delinquency 

Variable Measurement

Dep.

The occurrence of
adolescent cyber delinquency

Sum scores in 6 items about cyber-delinquency,
if total scores >1 --> 1, if total scores=0 --> 0

The frequency of
adolescent cyber-delinquency

Adding frequency in 6 items about cyber-delinquency

Media
Environment

X-rated media
commitment

Mean scores in 8 items about x-rated media
commitment

Computer use time
Computer use time in weekday
Computer use time in weekend

Cell phone dependency Mean scores in 7 items about cell phone dependency

Parenting
attitudes

Supervising attentively Mean scores in 3 items

Affection Mean scores in 4 items

Abuse Mean scores in 4 items

Neglect Mean scores in 4 items

Emotion

Self-Esteem Mean scores in 10 items

Self-Resilience Mean scores in 14 items

Self-Identity Mean scores in 8 items

Age increasing Middle school 1yr -> High school 1yr

Gender Women->0, Man->1

Income Log household income

Table 3. The measurement of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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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6

Mean Std. Min Max Mean Std. Min Max

Dep. V
The frequency of
cyber delinquency

2.37 11.64 0 135 1.39 11.84 0 365

Indep. V

X-rated media
commitment

0.14 0.48 0 3.38 0.35 0.71 0 4

Cell phone
dependency

2.25 0.71 1 4 2.25 0.64 1 4

Computer use time 2.78 2.21 0 17 2.45 2.30 0 14

Supervising
attentively

3.30 0.56 1 4 3.24 0.56 1 4

Affection 3.16 0.57 1 4 3.13 0.56 1 4

Abuse 1.78 0.68 1 4 1.57 0.55 1 4

Neglect 1.76 0.52 1 4 1.79 0.51 1 4

Contrl.V

Self-Esteem 3.14 0.47 1 4 3.05 0.45 1.30 4

Self-Resilience 3.00 0.45 1 4 2.91 0.42 1.57 4

Self-Identity 2.65 0.40 2 4 2.71 0.41 1.25 4

Age increasing 1.00 1 1 2.00 2 2

Gender 0.51 0.50 0 1 0.51 0.50 0 1

Income 8.31 0.54 5.30 10.82 8.39 0.50 5.30 9.90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b) (B) (b-B) sqrt(diag(V_b-V_B))

FE RE Difference S.E.

X-rated media commitment 0.540 0.874 -0.333 0.097

Cell phone dependency 0.281 0.326 -0.044 0.149

Computer use time 0.064 0.092 -0.028 0.042

Supervising attentively -0.453 -0.306 -0.147 0.182

Affection 0.241 -0.186 0.427 0.173

Abuse -0.332 -0.197 -0.135 0.194

Neglect 0.020 -0.302 0.322 0.238

Self-Esteem -0.083 0.059 -0.142 0.262

Self-Resilience 0.627 0.083 0.545 0.282

Self-Identity -0.328 -0.269 -0.059 0.282

Age increasing -1.063 -1.028 -0.035 0.096

Income 0.423 0.168 0.255 0.520

: difference in coefficients not systematic(        )
chi2(12) = (b-B)'[(V_b-V_B)^(-1)](b-B)

= 49.24
Prob>chi2 = 0.0000

*b:고정효과모형 추정계수로서 (귀무가설) ( 립가설) 항에서 일치추정량

*B:확률효과모형 추정계수로서 (귀무가설)하에서는 효율 이고 일치추정량이지만 ( 립가설하에서는 일치추정량이 되지 못함.

Table 5. Hausman tes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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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통계  결과

4.2.1 패널 로짓 회귀  

1) 하우스만 테스트

본 연구에서 청소년 사이버 비행발생 여부에 한

향요인을 분석하기 해서 패 로짓분석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패 로짓분석을 수행하기 해서는 확률효과

모형과 고정효과 모형이 합한지 결정해야한다[40].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우스만 테스트를통해서 패 개체

특성 가 고정효과인지 확률효과를 지니는지를 검정한

후 연구를 진행하 다.

하우스만 테스트 결과 고정효과 모형의 계수추정치와

확률효과 모형의 계수추정치가 다르지 않다는 귀무가설

을 기각하므로 고정효과 모형을 채택하 다.

2) 패 로짓회귀분석 : Fixed-effect

패 로짓 모형은 오차항 를 제거하면서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하는데, 해당 모형에서는 기간을 두 기간

(t=1,2)으로 나 어 살펴보았는데 ( )의 값은

0,1,2가되는데, 이 값이 0 는 2가 되는경우조건부 확률

은 1이 되므로,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 )의 합

이 1이되는 경우만 분석하게된다[37]. 이는청소년의 사

이버 비행이 t=1 시 과 t=2 시 사이에 변화가 있는 경

우를 상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의 의미는 청소년 사이

버 비행 발생의변화를 추정하게 된다. 이는 청소년이

학교 1학년 시기에 사이버 비행을 지르지 않다가 고등

학교 1학년시기에 사이버비행을 지르게되거나 그반

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패 로짓분석은 청소년

사이버 비행 발생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통계 분석결과 성인매체몰입은 청소년 사이버 비행을

발생시킬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새롭게

청소년 사이버 비행을 발생시키는 것은 성인매체몰입의

증가에서 기인하는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동안 청소

년 사이버 비행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인터넷 사

용시간, 휴 폰 의존도, 공격성, 래애착, 교사 계 등이

주로 언 되었다[5,6,12,20,26,41].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횡단 인분석을 하 다. 반면에 본연구에서는 학교 1

학년 시기와 고등학교 1학년시기를 종단비교 분석하여

사이버 비행 발생에 한 향요인에서 성인매체몰입이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

DeP
Cyber
delinquency
occurrence

Coef.
Odds
Ratio

Indep.

X-rated media
commitment

0.540*** 1.717

Cell phone
dependency

0.281 1.325

Computer
use time

0.064 1.067

Supervising
attentively

-0.453 0.636

Affection 0.241 1.272

Abuse -0.332 0.717

Neglect 0.020 1.020

Contrl.

Self-Esteem -0.083 0.920

Self-Resilience 0.627 1.873

Self-Identity -0.328 0.721

Age
increasing

-1.063*** 0.345

Income 0.423 1.527
***p<.001

Table 6. Adolescent cyber-delinquency occurrence 

두 번째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청소년 사이버 비행

의 발생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증

가에 따라 청소년들이 성숙함으로써 각종 사이버 비행을

단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에는 인지 능력

이 양 , 질 으로 확연하게 성장하며, 학교 1학년 시

기는 Piaget의 인지발달 4단계 에서 형식 조작기

(formal operation)에 속하는데[3], 이 시기에는 개별 인

경험보다는 상을 논리 이고 추상 으로 사고하게 된

다. 이러한 인지 능력의 변화는 사회 인지와 도덕 인

발달에 향을 주게 되어 이 시기 발달은 사회 인 규범

이나 을 고려하는데 성숙해지고, 아동의 자기 심성

에서 벗어나게 해 다[41]. 이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서 사이버 비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20]. 다시 말해서 청소년들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사이버 비행을 지르다가 단하게 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4.2.2 패널 토빗  : 확 효과 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성인매체몰입도에 따른 사

이버 비행횟수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해 사이버 비행횟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확률효과 모

형으로 패 토빗 분석을 실시하 는데, 분석결과는 다

음의 Table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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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
Cyber

delinquency
frequency

Coef. std. Err

Indep.

X-rated media
commitment

15.00*** 1.75

Cell phone
dependency

5.44** 1.87

Computer
use time

1.88*** 0.53

Supervising
attentively

-7.78** 2.54

Affection -3.15 2.94

Abuse -3.83 2.15

Neglect -5.18 3.02

Ctrl.

Self-Esteem 2.25 3.45

Self-Resilience 1.67 3.47

Self-Identity -3.53 3.58

Age
increasing

-18.05*** 2.52

Gender 3.56 2.78

Income 1.86 2.42

cons -13.84 27.77
**p<.01, ***p<.001

Tabe 7. Adolescent Cyber-delinquency frequency

분석결과 첫째 성인매체몰입은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매체물에

한 의존도가 커질수록 근 불가능한매체사이트에 근

하는 과정에서 일차 으로 사이버 비행이발생하고 이후

성인매체몰입도가 증가함에 따른 자기통제력의 상실과

매체환경 요인으로 인하여 사이버 비행횟수를 증가시키

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매체환경은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휴 폰 의존도와 컴퓨터 사용시간은 청

소년의 비행횟수에는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휴 폰 의존도와 컴퓨터 사용시간의 증가

는 청소년으로 하여 사이버 비행에 한 기회를 제공

한다는 측면에서 Cohen & Felson의 비행기회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21].

셋째, 양육태도에 한 결과에서 부모의 심 모니

터링(감독) 태도는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횟수를 감소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부모가 자녀들의 시간

사용의 행태에 심을 가지고 지속 으로의사소통을 하

게 되면 자녀들은 사이버 비행에 덜 노출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넷째, 학교 1학년 시기에서 고등학교 1학년 시기로

넘어가면서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횟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 으며, 이는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

규범에 한 인지능력 등이 발달하면서 성숙에 따른 효

과로 추정된다.

DeP
Cyber

delinquency
frequency

dy/dx Std. Err. mean

Indep.

X-rated media
commitment

1.52*** 0.18 0.24

Cell phone
dependency

0.55** 0.19 2.25

Computer
use time

0.19*** 0.05 2.62

Supervising
attentively

-0.79** 0.26 3.27

Affection -0.32 0.29 3.15

Abuse -0.39 0.21 1.67

Neglect -0.53 0.30 1.78

Ctrl.

Self-Esteem 0.23 0.35 3.09

Self-Resilience 0.17 0.35 2.96

Self-Identity -0.36 0.36 2.68

Age
increasing

-1.83*** 0.25 1.50

Gender 0.36 0.28 0.51

Income 0.19 0.24 8.35
**p<.01, ***p<.001

Table 8. Cyber-delinquency marginal effect 

각 변수들이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횟수에 미치는 한

계효과를 살펴보면 의 Table 7과 같다. 패 토빗모형

은 비선형모형이므로 모든 변수들의 찰치 수 에 따라

한계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

립 통제변수들의 평균수 에서 한계효과를 보여주고

자 하 다. 그 결과 성인매체몰입도의 청소년 사이버 비

행횟수에 한 한계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

음으로 휴 폰 의존도와 컴퓨터 사용시간의 단 당 증가

에 따른 한계효과가 나타났다. 반 로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횟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는 시간에 따른 연령증

가 효과가 사이버 비행을 가장 많이 감소시켜주었으며,

부모의 감독 모니터링 태도의 한계효과가 그 뒤를 잇

고 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이행기의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발생에 향을 주

는 요인으로 성인매체몰입과 연령증가효과가 상반된 결

과로 나타났다. 패 로짓분석 결과, 성인매체몰입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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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사이버 비행을 발생시키는 유력한 요인인 반면,

연령증가는 사이버 비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하고 있었

다. 그리고 패 토빗모형을 통해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

횟수에 한 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인매체몰입, 휴

폰의존도, 컴퓨터 사용시간은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횟

수를 증가시킨 반면에 부모의 심 감독 태도, 연령증

가는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횟수를 감소시키는것으로 나

타났으며,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에 향을 주는 한계효

과는 성인매체몰입이 정(+) 으로가장 강하게 나타났으

며, 연령증가효과는 부(-) 으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의 결론은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을 강화하는

요인으로는 성인매체몰입, 휴 폰의존도, 컴퓨터 사용시

간이었으며, 보호요인으로는 부모의 심 감독태도, 연

령에 따른 성숙효과로 추론할 수 있었다.

본연구의 시사 은 다음과같이요약할 수있겠다. 우

선,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성인

매체몰입, 휴 폰의존도, 컴퓨터사용시간이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성인매체물에 한 극 인 지도와 교육이 필

요하다. 성인매체몰입의 경우 학교 1학년 시기보다는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더 증가하 는데 평균 인 수

은 학교 1학년의 경우 0.14 으며 고등학교 1학년시기

의 성인매체몰입도 평균은 0.35로 증가하 는데, 성인매

체몰입이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을 발생시키고 강화하고

있는것으로나타난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때 성인

매체물에 한 리 극 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최근들어 인터넷 개인방송 등여러 경로를 통한

사이버상의 무분별한음란물 범람 선정 게임, 성인

매체물에 한 용이한 근은 사회 으로도논의 상이

되고 있다[1]. 2016년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이동통신사의

청소년 요 제 가입자 443만 1,116명 차단앱을 설치한

청소년은 50%(221만 9,249명)으로 2명 1명은 휴 폰

음란물 등 유해매체에 무방비 노출되었다고 보고하 다

[42]. 일부 연구에서 청소년의 음란물 이 50%가 넘

는다는 [14]을 감안하면 정부가 청소년 유해매체에

한 극 인 정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 장에

서도 청소년에 한 성인매체물에 한 심도 있는 교육

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휴 폰의존도와 컴퓨터 사용시간 역시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기존연구결과[20,24,26]와 크게 다르지 않다.

휴 폰 컴퓨터 사용에 한 교육이 필요하여 컴퓨터

의 과도한 사용에 한 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에 부(-) 인 향을 주

는 것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 에서 심 감독, 연령

증가요인이 유의미하게 보고되었다. 첫째 부모의 심

감독태도란 자녀들의 시간사용과 여가활동 행태에 해

서 지속 인 심을 가지고 자녀 한 부모가 자신의 시

간사용과 여가사용에 해 심을 가지고 악하고 있다

고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자녀는 사이버 비

행을 상 으로 덜 하게되는데, 결국부모의 심이 자

녀의 시간 리와 여가사용 리라는 행 로 구체 으로

나타날 때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자녀와의 소통이 자녀와 부모 간

에 시간사용과 여가사용 정보에 한 교류로 이어질 때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 감소에 기여하게 됨을 의미한다.

셋째, 연령증가에 따른 성숙의 효과는 청소년의 사이

버 비행을 감소시키게 된다. 청소년의 성숙은 사회 규

범에 한 인지능력의 확 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과정

에서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된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 시기의 사이버 비행에

해 무 조 하게 근하여 자녀와의 계를 악화시키기

보다는 계속 인 심을 보이면서 일정 정도 기다려 주

는 것도 효과 인 방법이될 수 있겠다. 이것이방임이나

방치가 아닌 부모의 한 자녀시간 리 여가활용에

한 심이 병행되면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이 연구는 시사하고 있다.

이상에서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에 향을 주는 요인

에 해 살펴보았다. 요약하자면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

은 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행되는 시기에 반 으로

감소하지만 성인매체몰입은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 발생

확률과 비행횟수에 아주 강하게 향을 주고 있음을 확

인하 다. 이는 성인매체물에 한 근은 학교 이

시기부터 극 으로 리되어야 함을 알 수 있으며 이

것이 부모의 한 리감독과 결합되면 청소년의 사이

버 비행은 상당부분 감소할 것이라고 추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로그램 설치에 한

조사 결과, 집 컴퓨터 설치율은 23.2%, 태블릿PC/스마트

폰 23.8%, 학교 컴퓨터 51.0%, 스마트폰 25.4%에 불과한

실에 비추어 볼 때[43], 성인물 유해매체 차단앱의

확 가 필요하며 청소년이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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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PC방, 까페 등)에도 청소년 유해 차단앱의 설치를 확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웹툰에 한 등 세분화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상당 부분이 웹툰을 통해서 성인물에 근하는 있는

실을 감안해 볼 때[43], ‘청소년이용불가’와 ‘ 체이용가’

두 개로 구분되어있는 등 은 실에 합하지않다. 이

러한 측면에서 ' 체 연령가', '12세 이상 이용가', '15세

이상 이용가', '18세 이상 이용가' 4가지로 세분화하겠다

고 발표한 웹툰의 자율규제 원회의 안[44]은 시의

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7세이용가’ 구분이 최종 결과에

서 제외된 은 성인물 기 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정부는 웹툰업계의 자율규제안이 도출

되면 이를 각 포털업체와 인터넷 연 업체( 를 들면,

PC방)에 용될 수 있도록 극 인 행정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청소년시기 이 에 이미 휴 폰을 가입하는

실에 비추어 볼 때, 휴 폰 가입단계에서 극 인 유해

매체 차단에 한 극 인 노력이 필요하다. 를 들면

휴 폰 가입 시 유해매체 차단앱을 설치를 하고 자녀가

차단앱을 삭제하거나 우회할 경우 부모의휴 폰으로 알

려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청소년에 한 극 인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

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청소년의 사이버 비

행은 고등학교 시기보다는 학교 시기에많이 발생한다

는 , 그리고 그 내용이주로 폭력 언어사용이라는

은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

된다. 그리고 올바른 인터넷 사용은 조기에 교육해야 함

을 이 연구는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앞의 정책제안이 청소년의 인

권문제와 민감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이다. 인터넷이나

성인매체에 한 근 리가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으로는 첫째, 해당 패 자료의 특성

에 오는 한계 이 있다. 사이버 비행을 경험한 청소년의

표본 수가 체표본의 13%정도에 불과하여 체 청소년

에 하여 일반화하기는 한계가 있다.

둘째, 학교 1학년시기와고등학교 1학년시기두 시

을 선택하여 패 로짓분석과 패 토빗분석을 수행하

으나, 사이버 비행이라는 일탈행 의 동태 측면을

분석하기 해서는 좀 더 장기간에 한 종단연구가 필

요하다.

셋째,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다른 사회심리

인 변수들이 있는데, 를 들면 자아통제감, 공격성 등

이 있는데, 이는 자료를 학교 1학년 시기와 고등학교 1

학년시기로 제한하면서 이러한 변수들을 모형에 포함하

지 못하 는데 이는 한국아동·청소년 패 자료가 매년

모든 문항을 조사하지 못하는 자료의 한계 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패

로짓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 발생에 한 종

단 고찰을 했다는 과 청소년 사이버 비행과 성인매

체몰입의 계에 해 규명을 시도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추가연구로서 청소년의 off-line 비행과 사이버 비

행 사이의 연 성 청소년의 비행유형에 한 심층

인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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